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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장의 장기 안 성 평가를 한 

지질환경 진화 연구 사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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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심층처분 개념에서 처분장은 처분 후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 동안 방사성 핵종을 고

립시키거나 그 이동을 지연시켜야 하기 때문에 장기 안전성 평가가 필수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지하 처분장의 장기 안전성과 관련한 지구조 및 지질환경 진화에 관한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핀란드, 스
웨덴, 그리고 일본 등 원자력 선도국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각 국은 자국의 지리 및 지질환경 특성에 따라 다양

한 방식으로 지질환경 진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향후 심층처분을 위하여 진행될 국내 장기 지질환경 진화 연구 

역시, 안전성 확보가 중점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있어 한반도의 지리 및 지

질환경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한반도 지질환경에 적합한 효율적인 기술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

라 처분 관련 지질환경 진화를 연구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한반도의 지리 및 지질환경 특성을 토의하였다.

주요어: 심층처분, 처분부지, 장기 안전성, 지질환경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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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geological disposal concept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HLW), it is necessary to assess 
long-term safety of a subsurface repository, which aim to provide isolation and retardation of radioactive nuclides 
for several tens to hundreds of years after closure. In this study, researches on tectonic and future geological evolution 
relating to long-term safety of a subsurface repository for HLW were reviewed. The researches by the advanced 
nations in terms of nuclear energy, such as Finland, Sweden and Japan,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showed that 
various approaches and techniques were developed considering their own geographical and geological 
characteristics. It is suggested that the techniques to estimate the long-term geological evolution at a given site 
should be developed based on the geographical and geological characteristics of Korean Peninsula, and several 
features to be considered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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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심층처분은 기반암 깊은 곳에 처분장을 건설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함으로써 유해한 방사성 물질

이 생물권에 미치지 않도록 하는 처분개념이다. 심

층처분 개념에서는 공학적방벽과 천연방벽으로 이

루어진 다중방벽 시스템을 통해 방사성 물질을 격리

시키며, 천연방벽을 구성하는 처분장 부지의 지질환

경은 공학적방벽으로부터 핵종이 유출되어도 생물

권으로 쉽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이동을 지연시킨다. 

현재 원자력 발전을 사용하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서는 자국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심층처분을 고려하고 

있다(JAEA, 2011; SKB, 2011a; POSIVA Oy,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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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DC, 2012; NAGRA, 2016). 사용후핵연료를 포

함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자연 상태에서 붕괴되

어 생물권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이 사라지는 데에 

수만 년에서 길게는 수십만 년의 시간이 걸리므로 

심층처분장의 장기적인 안전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심층처분 개념에서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

보하려면 공학적방벽의 장기 성능 평가뿐만 아니라 

천연방벽의 장기 성능 평가도 필수적이다. 천연방벽

의 장기 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

되며, 장기적인 지구조 운동 혹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질환경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도 그 중 하나이다. 

또한, 지진이나 화산활동과 같은 지각 운동으로 공

학적방벽이 파손되지 않도록 미래에 발생 가능한 변

화를 예측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즉, 만년 이상의 장

기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위해서는, 지진 발생 가능성을 포함하여 부

지의 지구조 진화과정 및 지구조 발달 특성을 파악

함으로써 장기적인 지질학적 안정성을 분석할 필요

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진활동 및 지구

조 운동을 겪을 경우의 수리 및 지화학 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핵종 이동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

진 이후 원자력 관련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

의 우려 및 관심이 높아졌다. 한반도는 중국 동부 순

상지의 연변부에 위치하며 지각판의 경계와 상대적

으로 인접하여 좁은 국토 면적에 비해 지구조사 및 

지질 환경이 매우 복잡하며, 여러 번의 변형 기록이 

중첩되어 지체발달사 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Cruzel et al., 1991; Yin and Nie, 

1993; Ernst and Liou, 1995; Ree et al., 1996, 2001; 

Chough et al., 2000; Oh and Kusky, 2007). 처분 부

지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지구조사 및 향후 지질

환경 진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심층처분에 대한 장기 

안전성 평가의 기초적인 사항으로 인정되고 있는 만

큼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Oh et al., 2017). 

이 논문에서는 해외 원자력 선도국의 고유 지질

환경을 간략히 기술하고, 각 나라에서 처분 장기 안

전성과 관련하여 지구조 및 지구조사 복원 연구를 어

떻게 수행하였는지, 또한 처분장 부지 지질환경의 장

기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어떤 연구가 수행되고 있

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결정

질 암반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위한 처분장 모암

으로 선택하였고 최종 처분 부지가 확정된 국가이다. 

또한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하며 

지하연구시설을 보유하여 다양한 처분연구를 수행

하여 왔기 때문에, 핀란드와 스웨덴, 일본을 사례 조

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아울러 향후 지질환경 진

화 연구 시 고려하여야 할 한반도의 특성을 논의하

였다.

2. 핀란드

2.1 핀란드의 지질 환경

핀란드의 결정질 기반암은 선캄브리아기 페노스칸

디아 순상지(Fennoscandian Shield)에 속한다. 핀

란드의 지질을 구성하는 가장 오래 된 기저암은 핀란

드 북부와 북동부에 분포하는 시생대 화강암(Granitoids)

과 편마암(tonalitic and granodioritic gneisses)으로, 

페노스칸디아 순상지 중 카렐리아 대륙괴(Karelian 

craton)의 일부이며 약 35억 ~ 25억년 전의 연대를 

갖는다. 핀란드는 30년 이상 처분 연구를 수행해 왔

으며, 약 20년에 걸친 부지 선정 과정을 통해 2001년 

핀란드 남서쪽 해안에 위치한 올킬루오토(Olkiluoto) 

지역을 처분 부지로 선정하였다. 핀란드 남부의 기

반암은 약 19억 ~ 18억 년 전 고원생대 변성암과 화

성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킬루오토 부지가 속한 

광역 지역 역시 대부분 고원생대 결정질 기반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고원생대 지각은 중기 원생대의 

지각운동으로 약 16억 ~ 15억 년 전의 라파키비 화

강암(Rapakivi granites)에 관입되었으며 일부 14억 

~ 10억 년 전의 사암과 화성암맥을 포함한다. 핀란

드의 기반암은 지속적인 침식으로 퇴적암이 대부분 

손실되었으며 원생대와 고생대 퇴적암 일부만이 국

지적으로 보존되어 있다(Aaltonen et al., 2016).

올킬루오토 부지의 기반암은 대부분 미그마타이

트 구조를 보이는 변성암으로, 18억 년 전 고원생대

의 스베코페니안(Svecofennian) 조산운동에 의해 고

온 고압 환경에서 연성변형을 겪으며 편마암과 미그마

타이트 구조 등이 형성되었고, 이후 역행(retrogressive) 

변성작용으로 취성변형이 발생하였다(Posiva Oy, 2011). 

약 15억 년 전 중기 원생대에는 확장성 지구조운동

으로 화산활동이 발생하고 다양한 화강암질 심성암

이 관입하였으며 열수의 영향을 받았다. 12억 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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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ithological map of OlKiluoto site (Aaltonen et al., 2016). 

중기 원생대의 후기에 마지막으로 약한 인장성 운동

으로 인해 고철질 감람석 휘록암이 암맥과 수평한 

관입암상(sill) 형태로 관입하였다(그림 1).

2.2 핀란드의 지질환경 진화 특성 연구

핀란드는 지구조 변동 특성 평가를 위해 정밀한 

시추조사 결과를 통해 얻은 자료를 활용하여 올킬루

오토 부지의 주요 지구조인 암석학적 경계와 지질구

조를 여러 종류의 3차원 지질모델로 도식화하는 연

구를 수행하였다(Aaltonen et al., 2016). 3차원 지질

모델은 암상 모델(lithological model)과 연성변형 

모델(ductile deformation model), 변질 모델(alteration 

model), 취성변형 모델(brittle deformation model), 

통계적 단열 모델(statistical discrete fracture network 

model)까지 총 5개 주제의 세부 모델로 구성되며 기

반암의 암석학적 특성과 변형대, 단열망의 구조를 

간소화하여 나타내었다.

암상 모델은 부지 암반에 대한 암석학 및 기하학

적 특성을 가시화한 모델이다. 암석학적 분류는 대

개 화학적, 구조적 특성이 매우 다른 암질을 구분하

게 되며, 변형과정 보다는 고정된 파라미터를 기준

으로 하므로, 이러한 모델을 통하여 구조적으로 안

정된 공간이나 형성 과정이 연관된 암반 등의 공간

적 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

연성변형 모델도 암상 모델과 비슷한 과정 및 목

적으로 구성되는데, 과거 연성변형으로 형성된 암반

을 화학적, 구조적 특성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구조

적으로 연관된 암반의 공간적 분포를 확인할 수 있

으며 암반 구조의 방향성과 이방성 구조에 의한 영

향을 평가할 수 있다(그림 2).

변질 모델은 열수 변질에 의한 2차 생성물과, 역

행성(retrograde) 변성작용, 그와 동반되는 저온 변

성(풍화)작용에 의한 영향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변

질에 의한 영향이 암반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영

향을 줄 정도의 장기 변질 과정을 주로 고려한다. 변

질 모델은 변질된 암반의 형태와 부피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변질이 발생하는지 또한 평가할 수 있

도록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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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3D model of the major ductile deformation zone around Olkiluoto site (Aaltonen et al., 2016).

Fig. 3. Conceptual model of the brittle evolution of the Olkiluoto region (Aaltonen et al., 2016).

취성변형 모델은 취성변형 환경에서 발생한 절리

나 단층의 기하학적 구조 및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특히 단층을 주요하게 다루며 처분장 건설뿐만 아니

라 처분 장기 안전성 평가에도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모델이다. 통계적 단열 모델로 불리는 분리 단열망

(discrete fracture network) 모델 역시 같은 개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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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취성구조의 특성을 통계적으로 묘사한 것이 차

이점이다. 올킬루오토 부지를 중심으로 한 취성구조

모델은 다양한 심부 지질구조 분석 자료를 통합하

여, 추정 가능한 각각의 주요 지질구조를 정의하고 

2D 및 3D 형태로 구현하였다.

처분연구시설 ONKALO가 위치한 올킬루오토 지

역의 지구조사는 부지 구성 암반의 지질조사를 통해 

핀란드 남부 지역 기반암인 고원생대 퇴적변성암의 

퇴적 기원부터 조사되어 왔다. 순상지에 위치한 부

지 특성 상 원생대의 지질 진화사가 대부분이며 현

생대의 진화사는 기반암을 덮고 있는 퇴적암 및 퇴

적분지의 형성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화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는 가시적 모델 없이 서술형으로 정

리되었으며 지질시대 별로 조사 내용을 분류하였다

(Aaltonen et al., 2016).

올킬루오토 부지의 지구조 변형 과정은 부지 지

질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연성변형과 취성변형으

로 분류하여 더 상세히 조사되었으며, 각각의 변형

과정이 개념모델로 도식화되었다(Aaltonen et al., 

2010, 2016; Mattila and Voila, 2014). 연성변형의 

경우 암반에서 관찰되는 연성변형 구조를 분석하여 

변형 과정을 추정하고 변형 순서와 특성에 따라 

D1~D5까지의 변형기작을 정리하였다. 암반의 심도

가 변화함에 따라 기작이 변화하는 연성변형의 특성

을 바탕으로 개략적인 연성변형 과정의 수직 단면 

모델이 제시되었으며, 올킬루오토 부지의 연성변형 

개념 모델이 만들어졌으나 진화 과정을 정량적으로 

복원한 바는 없다. 취성변형의 경우 변형사의 근거

가 될 수 있는 주요 암석 구조의 고응력을 계산하고 

시료의 K-Ar 연대를 측정함으로써 정량적 수치가 

도입된 취성변형사 개념모델을 구성하였다(그림 3).

지구조사 변동 특성 평가와 더불어 장기적 기후

변화에 따른 지질학적 특성 변화 예측 연구도 진행

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빙하의 생성과 소멸은 

지각평형에 의해 지각의 융기율과 해수면의 상승 및 

하강에 영향을 주므로 지하수유동과 같은 수리지질

학적 특성에 영향을 준다. 순상지에 위치하여 지각

운동에 의한 역학적 변화가 거의 없고, 고위도 지방

에 위치하여 빙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핀란드에

서는, 빙하기-간빙기로 기후가 전환되며 발생할 수 

있는 지질환경 변화에 집중하고 있다(POSIVA Oy, 

2012). 또한, 지난 제4기의 백만 년 간 빙하기-간빙기 

순환의 변화를 연구하며, 인간에 의한 과거와 현재

의 CO2 와 같은 온실 가스의 배출이 전세계 기온 및 

기후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4기의 빙하기-

간빙기 순환 기간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기후 변화를 예측하여 개념모델을 구성하였으며 이

로 인한 영향을 추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후

변화가 처분장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3. 스웨덴

3.1 스웨덴의 지질 환경

스웨덴의 결정질 기반암은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페노스칸디아 순상지에 속한다(그림 4a). 스웨덴은 

2009년 최종 처분장 부지로 스웨덴 남동부 해안가의 

포스마크(Forsmark) 지역을 선택하였다. 부지 선정 

과정에서 포스마크 지역에 대한 상세한 부지 특성 

조사가 수행되었다(Söderbäck, 2008). 스웨덴 남부

의 이 기반암은 19억 년에서 17억 년 전의 고원생대 

시기에 발생한 대규모 지구조 운동인 스베코카렐리

아(Svecokarelian) 조산운동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

러한 기반암의 대부분은 고온 고압의 환경 하에서 

복잡한 연성변형과 변성작용을 겪은 원생대 화강암

으로 이루어져 있다.

포스마크 부지의 기반암은 이러한 원생대 기원의 

변성암과 화성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산운동으

로 북서-남동 방향의 연성변형을 강하게 받으며 포

스마크 지역에 렌즈상의 지체구조구를 형성하였다

(그림 4b). 직경 약 20 km의 렌즈 모양을 한 이 지체

구조는 연성 변형기작에 의해 엽리와 습곡, 변형 띠

(band)가 형성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암체가 보존된 지역이다. 스

베코카렐리아 조산운동의 후기에 기반암이 융기하

기 시작하며 온도가 감소하여 취성 변형작용이 발생

하기 시작하였다. 형성된 취성구조 역시 북서-남동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취성구조들이 재활

성화 된 것은 5천만 년 전 로라시아 대륙과 발틱 대

륙이 충돌하며 칼레도니아 산맥이 형성되는 칼레도

니아 조산운동 시기로 추정된다. 현재 유럽지역은 

아프리카판과의 충돌과 알프스 산맥의 형성, 대서양

의 확장으로 인한 지각운동이 계속되고 있으나, 포

스마크 지역의 어떠한 암체에서도 이러한 지각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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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Map showing the major tectonic units in the northern part of Europe at the current level of erosion. (b) 
Tectonic lens at Forsmark and areas affected by strong ductile deformation in the area close to Forsmark (Söderbäck, 
2008).

Fig. 5. Three-dimensional model showing the vertical 
and steeply dipping deformation zones around Forsmark 
area. Zones marked in red have a trace length at the sur-
face longer than 3,000 m and zones marked in green are 
shorter than 3,000 m in length (SKB, 2011b).

에 의한 변화가 발견되지 않으며, 취성구조 역시 활

성화된 바 없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SKB, 2013).

3.2 스웨덴의 지질환경 진화 특성 연구

최종 처분 후보부지인 포스마크 지역이 대부분이 

화성암 및 변성암인 스웨덴도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부지 조사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암상 분류 외에 연

성 및 취성 변형 특성을 보이는 구역을 분류하였으

며, 이를 각각 3차원 모델로 개념화하는 연구를 수행

하였다(Curtis et al., 2011; SKB, 2013).

암석학적 모델은 부지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암

상의 특성과 분포를 파악하기 쉽도록 모델화 한 것

으로, “Rock domain model”로 불린다. 야외조사

와 터널조사, 시추조사로 관찰 및 분석된 다양한 암

상의 화학 성분과 각각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대표 

암상을 분류한다. 크게 네 종류로 구분되는 포스마

크 지역의 암상은 심부 시추코어 및 동굴 채취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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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odelled distributions of vegetation and 
land-use in Forsmark at 5000 AD and at 12,000 AD for 
the global warming climate case (SKB, 2015).

에서 관찰할 수 있는 광물학적 특성과 지표 물리탐

사로 파악되는 암석 자기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되었

다. 또한 시추공 및 지하 동굴에서 관찰되는 각 암상

의 분포 양상과, 부지를 대상으로 깊이 별로 측정된 

자력 탐사 결과를 통합하여 각 암상의 경계를 정의

함으로써 3차원의 암석학적 모델을 구성하였다.

암석학적 모델과 구분되는 구조적 모델은 “Deformation 

zone model”이라 불리며, 상대적으로 2차 변형이 

발생하거나 지하수의 유동로가 되기 쉬운 구조적 변

형대의 특성 및 분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모델화 한 

것이다. 여기서 변형대(deformation zone)라는 용

어는 과거 변형(strain)이 집중되었던, 혹은 활성단

층의 경우 여전히 집중되고 있는 2차원적 구조를 가

리키는 말로 쓰인다. 충분한 지질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변형대는 취성(brittle), 연성(ductile), 복합(composite) 

변형대로 세분할 수 있다. 복합변형대는 연성변형과 

취성변형 특성을 복합적으로 보이는 변형대를 의미

하며, 보통 연성변형 된 암석이 취성변형으로 재활

성화 된 경우 이에 속한다. 포스마크 부지의 변형대 

모델은 구조대의 방향성을 파악한 후, 선구조와 각 

변형대의 암석, 광물학적 특성을 정리하고 최종적으

로 변형대의 두께를 정의함으로써 3차원으로 구성

되었다(그림 5).

포스마크의 지구조적(암석학적) 진화과정 연구는 

스웨덴 남동부 지역을 아우르는 페노스칸이아 순상

지 지대를 대상으로, 야외지질조사로 해석되는 가장 

오래된 지구조 변동인 19억 년 전의 지각 형성 과정

부터 조사되었다. 문헌조사와 선행연구 자료를 기반

으로 지구조 운동과 지체 발달사를 분석하였으며 통

합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구조 운동에 따른 고응력 

변화를 해석하였고 지구조사에 대한 간략한 개념모

델을 구성하였다. 포스마크 부지의 지구조사는 절대

연대 분석을 바탕으로 부지를 구성하는 암상의 성인

과 상대연대가 정리되며 더 정밀하게 분석되었다.

스웨덴은 포스마크 부지를 대상으로 수행한 장기 

지질환경 진화 분석 보고서에서 조사 및 분석 진행 

과정을 총 10단계로 정의하였다(SKB, 2015). 스웨덴

의 방식은 핀란드와 일본의 방식을 통합한 형태이

며, 세 국가 중 가장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 방

식이 정리되어 있다.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극지방에 인접하여 빙하기

후의 영향이 큰 스웨덴은, 기후 변화에 따라 세 종류

의 진화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 처분장 폐쇄 후 현재

와 같은 기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1,000년까

지의 진화모델과, 이후 약 100,000년까지의 기후변

화를 예측하여 구성한 모델이 분류되어 연구되었으

며, 후자의 경우 주빙하기후의 동토 및 빙하가 형성

되었을 때의 진화와, 지구온난화를 가정하여 빙하가 

생기지 않는 경우(그림 6)로 세부 분류하여 연구되

었다. 각 분류에서는 방사성폐기물 및 공학적방벽의 

장기적 진화와 함께 부지 지하매질의 구조적 진화, 

열적 진화, 역학적 진화, 수리지질학적 진화 및 지구

화학적 진화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및 인간활동에 의한 지형변화 과정도 분석하였

다(SKB, 20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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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Geological map of the Tono area (JAEA, 2011).

4. 일 본

4.1 일본의 지질 환경

일본은 태평양의 북동쪽 가장자리에 존재하는 호

상열도의 일부로, 유라시아 판의 동쪽 끝과 태평양

판, 필리핀해판이 만나는 삼중 접합점(triple junc-

tion)에 위치하고 있다. 일본 열도는 지각판의 섭입

운동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일본을 구성

하고 있는 암상은 부가체 성인의 복합체, 변성암, 심

성암, 화산암 그리고 지표 근처의 퇴적암으로 다양

하다. 섭입대의 영향으로, 각각의 지체들은 전체 열

도의 형태와 같은 방향으로 길쭉한 형태이며 젊은 

단층이 많아 지질활동이 잦고 활화산이 존재한다. 

일본의 북동부는 4기의 퇴적암과 화산쇄설물 층이 

더 두꺼워 기저암이 잘 관찰되지 않으며 남서부는 

기저암의 연대가 남동쪽으로 갈수록 더 젊어진다. 

일본의 지사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아직 완

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Yasue et al., 2014).

아직 처분 부지와 처분 대상 암종이 정해지지 않

은 일본은 다양한 암상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결정질 암반과 퇴적암 지역에 각각 지하연구

시설을 건설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 그 중에서 

결정질 암반을 대상으로 건설된 지하연구시설은 일

본 중심부 토노(Tono) 지역의 미즈나미(Miznami) 

부지에 위치한다(그림 7; JAEA, 2011). 토노 지역의 

지질은 쥬라기에서 백악기 연대의 미노대(Mino 

Belt) 퇴적암과 백악기 화강암 및 유문암, 그리고 고

생대 마이오세 및 플라이오세의 퇴적암으로 이루어

져 있다. 미노대의 퇴적암은 대부분이 사암과 이암, 

처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NE-WSW의 주향으로 반

복적인 순차층서 구조를 보인다. 미즈나미 부지의 

북동방향으로 펼쳐진 노히(Nohi) 유문암은 용결응

회암의 단일암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토키(Toki) 화

강암에 의해 관입되어 있다. 미즈나미 부지의 주 구

성암인 토키 화강암은 직경 10 km 정도의 규모이며 

NNW 방향의 석영 반암질 암맥이 관입하고 있다. 

고생대의 퇴적암은 기반암과 부정합경계를 갖고 있

으며 약 300 m의 두께로 토노 지역 남부에 분지를 

이루고 있다. 토노 지역에는 또한 여러 광역규모의 

활성단층이 분포하며 일부 비활성단층도 존재하고 

있다(JNC, 2001).

4.2 일본의 지질환경 진화 특성 연구

지반 운동이 활발한 일본의 지질 특성 상 미즈나

미 부지에도 많은 지질구조가 존재하며 여러 개의 

활성단층에 의해 지질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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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valuation of the geological model with progress in the stepwise investigations (Step2-Step4)(Modified 
from JAEA, 2011).

활성단층으로 인한 지반의 지속적 이동은 장기 미래 

지질환경을 상당히 변화시킬 것이며, 지진과 같은 

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리지질 및 지구화학 특성

도 크게 변화할 수 있다. 미즈나미 지하연구시설에

서 수행된 부지 조사는 다양한 지질구조의 분포 특

성을 기반으로 수리지질 모델과 지구화학 모델을 구

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JAEA, 2011). 지하수 

유동 및 지구화학 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 자료

로 지구조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세부단계로 이루어

진 부지 조사를 통해 지구조 모델을 만들었다. 조사 

초기단계부터 지질환경 조사 자료는 수리지질 및 지

구화학 환경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3D 모델로 구

현되었으며, 여러 번의 세부단계를 거치며 추가 조

사된 자료들을 더하여 모델의 정밀도와 정확도를 높

였다(그림 8).

미즈나미 부지의 지구조 진화사는 기본적인 야외

조사를 통해 복원되었다. 미즈나미 부지를 구성하는 

암상의 기원 외에 화성활동 및 단층작용에 관련된 진

화사도 상세히 분석되었다. 또한 부지의 연성 및 취성 

변형 구조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고응력 및 

고지자기 정보를 복원하였다(Itoh, 2003; JNC, 2005).

지진 및 화산활동이 활발한 일본은 국가 전 지역

에 지진 발생 시를 대비한 관측소 및 연구시설이 고

르게 분포해 있으며 지반의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

는 측정소가 규칙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일본의 지

진조사연구추진본부(HERP, The Headquaters for 

Earthquake Research Promotion)에서는 일본 전

역에 설치된 약 1300개의 고감도 지진계와 3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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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sult of landform development simulation and groundwater flow simulation using deductive method ap-
proach (Kosaka et al., 2011).

의 강진계로부터 측정되는 자료를 관리 및 분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측지(geodetic survey)를 위한 측

량 시설도 1500개 이상 존재하며, 위성자료를 이용

하여 지반의 움직임을 관찰 및 분석하고 있다(HERP, 

2018). 따라서 미즈나미 부지에서도 부지 내 존재하

는 활성단층을 기준으로 한 지각의 이동속도나 융기

율 등의 정량적 수치를 비교적 정확히 측정 가능하

다. 이러한 자료들이 부지 장기 지질환경 진화 연구

에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단층 모델의 경사에 따라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변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

석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장기 진화 모델에 적용하

였다(Kusano et al., 2010).

일본은 장기 지질환경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한 

두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며 그 효율성 및 정확도를 

비교 검증하고 있다(Kosaka et al., 2011). 첫째는 연

역적 모델로, 현재 지반운동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 

지질환경을 예측하는 방식이다. HERP로부터 지형 

변화를 야기하는 현재의 모든 지반운동 자료를 수집

하여 이를 기반으로 미래 지질변화 모델(Case)을 분

류하였다. 다양한 지각변동 모델의 특성에 따라 변

수를 적용하여 다양한 경우의 지질진화 예측 수치모

델(그림 9)을 개발할 수 있으나, 현재의 자료만 가지

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두 번째 방식은 귀납적 모델로, 과거 환경을 복원

한 후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변화 양상을 바탕으로 

현재에서 미래로의 변화를 예측하는 방식이다. 고지

질환경 자료를 수집하여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변

화과정을 고지형 복원 모델, 지구조 진화 모델 등으

로 모델화 하였다. 지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거

로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다양한 지질학적 사건을 고

려하여 연관 FEPs (Features, Events and Processes)

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열하여 지질 진화과정에 

대한 FEPs 시나리오 모델(FEPs scenario model)을 

구성하여 과정을 시스템화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

재에서 장기 미래까지의 지질학적 변화과정을 예측

하여 FEPs로 나열하였다. 일본은 FEPs의 내용을 기

반으로, 과거 약 100만 년 전의 지형을 복원하고 지

형 변화에 따른 수리지질 특성 변화를 정량적으로 

모델링 하였다(Iwatsuki et al., 2009). 귀납적 방식은 

과거의 수치자료를 모델에 도입해 현재의 수치가 나

오도록 검증이 가능하므로 주요 인자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나,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환경이 변화할 경

우의 결과 모델 도출이 불가하며 과거의 기록을 수

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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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의  결론 

해외 원자력 선진국의 처분 부지 장기 안전성 평

가를 위한 장기 지질환경 변화 연구 사례를 살펴본 

결과, 각 국의 지질환경이 다양한 만큼 장기 안전성

을 위한 연구 방향 또한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순상

지에 위치하여 수억 년 간 지구조 변동이 없으며 소

규모 지각운동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 핀란드에서는 

지구조 변동과 관련된 연구 역시 소규모로 진행되었

다. 반면에 극지방에 가까이 위치하여 빙하의 영향

이 상대적으로 큰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기후 변

화와 그에 따른 지질환경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반대로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여 지

진 및 화성활동이 활발하고, 지반운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많은 관측소 측정 자료를 

통하여 정밀한 지구조 변동 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이용한 지질환경 변화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핀란드와 지리적 요건이 비슷한 스웨덴에서도 기후 

변화에 따른 지질환경 변화에 집중하고 있으나, 지

진 안전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는 거대한 순상지인 중국대륙과 섭입에 의

한 호상열도인 일본의 사이에 위치하여, 핀란드나 

스웨덴보다는 지각변동이 잦고 일본보다는 지구조

적으로 안정한 특성을 갖고 있다. 한반도의 지구조

사는 복합적인 구조변형을 받아 여러 차례에 걸친 

변형 구조가 중첩되어 각각의 변형 과정 및 특성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에 여러 개의 변형대가 띠의 형태로 조밀하게 

분포해 있어 결정질 변성암이 주된 기반암으로 존재

하며, 중생대 화성활동의 영향으로 화강암질 화성암

체가 다수 관입되어 있다. 또한 신기 지구조 운동의 

영향으로 한반도 전역에 활성단층이 분포하고 있다.

고원생대 이후로 지반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

던 핀란드/스웨덴에 비해, 국내 지질환경은 고생대 

기원의 퇴적변성암과 중생대에 관입한 화성암이 주 

결정질 암반이므로 일본과 같은 추가적인 지구조적 

안전성 평가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위도에 위치하여 극지방에 비해 빙하의 영향이 크

지 않으므로, 핀란드/스웨덴의 사례와 같이 빙하 영

향에 중점적인 연구보다는 기후변화와 지구조 운동

에 의한 다양한 영향도 함께 고려하는 평가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활발한 지반운동으로 인해 다수의 관측소 

및 측정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

라는 정량적 자료와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정밀

한 예측모델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의 지질환경이 일본에 비해 지구조적으로 안정

하므로 일본의 예측모델만큼의 정밀도는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질환경 진화 연구를 위한 충분한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일본보다 고위도에 해당하며 대륙의 경계부에 위치

하여 상대적으로 빙하의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기

후변화에 따른 지질환경 진화 특성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해외의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국내의 부지 연구

는 구체적이고 신뢰도 높은 과거 지질환경 진화사 

규명 및 장기 지질환경 진화과정에 대한 연구가 충

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내 심층처분 부

지의 장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사

례를 참고하여 한반도의 지질환경 특성에 적합하면

서 효율적이고 신뢰도 높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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